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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UC

이메일

버클리 교수, 수학자, 프로그래머가 합심해 표절 방지

와 교육 공학 발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Wiley, Nature, Science, Cell

회사소개

Elsevier, Springer,

등 전 세계 권위 있는 출판사 및

학

회의 편집위원이 논문 게재 심사를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솔루
션이며, 그러한 학술자료 및 140개국 만 오천 개의 학교 및 연구기
관에서 제출하는 10억 건의 글을 포함해,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

스(DB)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신뢰도 높은 유사도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

-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유사도 검사 및 자동 영문법 교정 솔루션
- 학생 제출 과제에 대한 유사도 검사 및 자동 영문법 교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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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UBLISHING
학술 논문 유사도 검증/표절 예방 솔루션

iThenticate은 전 세계 150개국 유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술논문 유사도 검증
솔루션입니다. 듀크(Duke) 등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및 퍼듀(Purdue),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등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 병원 등
많은 병원과 KISTI, KRIBB, ETRI 등 다수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KAIST, 고려대,
UNIST, 한양대 등 다수 상위권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ummary

•
•
•

Highlights

학술논문 표절 방지를 위한 최적 솔루션

•
•
•

적은 시간으로 학문적 저작물 적합성 확립
기관과 연구원, 저자의 위상 보호

사용 용이성: 직관적 설정의 인터넷 기반 솔루션
빠른 서비스: 수 분 안에 유사도 결과 도출
기관 내 공유, 비교를 통한 협업 가능

Largest Scholarly Comparison Database
Scholarly PUBLISHERS:

6천만+ 저널 및 학회 발표 논문 (CrossRef 제공) 및

800개 이상의 세계 최고의 STEM 출판사들의 자료를
비교 자료로 보유

Content PARTNERS:

1억 7천만+ 건의 온오프라인 저널 구독
컨텐츠와 비교 가능

Internet:

650억+ 건의 웹페이지와 비교 가능 (매일 증가)

Custom DATABASES:
기관 저장소를 통해 맞춤형 유사도 검사 및 doc-to-doc 검사 가능

{

We can now reassure our community that we are doing
all we can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our journals and
to protect our authors' work against future plagiarism.
Rosemary Grimes | Professional Engineering Publishers

See how it works at
WWW.ITHENTICATE.COM/VIEW-DEMO

}

Feedback Studio

Turnitin is trusted by 15,000 institutions in 160 countries.

ETS e-rater

토플, 토익 시험에 사용되는
Scoring engine, e-rater
를 탑재하여 자동 문법
체크가 가능합니다.

쉬운 피드백

자주 쓰는 코멘트를 저장해서
drag-and-drop 방식으로

사용하는 퀵마크 (QM)로 피드백의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자동 유사도 검사
세계 최대 비교 DB로 정확한

유사도 검사 결과를 알아보세요.
글쓰기 실력뿐 아니라 윤리적
글쓰기 지수도 높아집니다.

Support your students' English writing skills with
Turnitin Feedback Studio.
“턴잇인 Feedback Studio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모든 글쓰기 과제와 피드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죠. 글을 쓰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이 매우 쉽고, 직관적입니다."
Carter Peyton,
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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